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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Light Field 영상에서 Dictionary Learning 기반 초해상도

알고리즘

이 승 재a), 박 인 규a)‡

 Dictionary Learning based Superresolution on 4D Light Field Images

Seung-Jae Leea) and In Kyu Parka)‡

요 약

Light field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취득한 후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확장이 가능한 4차원 light field 영상은 일반적인 2차원

공간영역(spatial domain)과 추가적인 2차원 각영역(angular domain)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4차원 light field 영상을 유한한 해

상도를 가진 2차원 CMOS 센서로 취득하므로 저해상도의 제약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4차원 light field 영상이 가지는 해

상도 제약 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4차원 light field 영상에 적합한 딕셔너리 학습 기반(dictionary learning-based) 초해상도

(superresolutio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4차원 light field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많은 수의 4차원 패치(patch)들을

바탕으로 딕셔너리를 구성 및 훈련하며, 학습된 딕셔너리를 바탕으로 저해상도 입력 영상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공간영역과 각영역의 해상도를 동시에 각각 2배 향상시킨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상용 light field 카메라인 Lytro
에서 취득하였고 기존의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검증한다. 

Abstract

A 4D light field image is represented in traditional 2D spatial domain and additional 2D angular domain. The 4D light field has 
a resolution limitation both in spatial and angular domains since 4D signals are captured by 2D CMOS sensor with limited 
resolu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ctionary learning-based superresolution algorithm in 4D light field domain to overcome 
the resolution limitation.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dictionary learning using a large number of extracted 4D light field 
patches. Then, a high resolution light field image is reconstructed from a low resolution input using the learned dictionary. In this 
paper, we reconstruct a 4D light field image to have double resolution both in spatial and angular domains.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traditional method for the test images captured by a commercial light field 
camera, i.e. Ly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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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간상에서 여러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의 양을 취득하여

생성한 4차원 light field 영상은 기존의 2차원 영상에 비해

광선의 방향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

을 활용하여 재초점 영상, 3차원 깊이 정보 추정 등 다양한

영상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Light field 영상의 정보는 기존

2차원 영상이 가지는 공간영역 해상도를 가지는 동시에 방

향의 정보를 가지는 각영역 해상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

한 특성 때문에 light field 영상의 가장 큰 단점이 발생한다. 
즉, 영상 취득 단계에서 4차원의 정보를 2차원의 센서로 취

득하므로 공간영역과 각영역 해상도 사이에 상호 관계

(trade-off)로 인한 해상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러한 상호 관계는 렌즈 개수 및 렌즈 크기가 제한적인 상용

light field 취득 장비[1][2]에서 해상도의 감소를 유발하게 된

다. 즉, 제한된 정보량에서 각영역 해상도가 증가하면 필연

적으로 공간영역 해상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재

초점 영상, 3차원 깊이 정보 추정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에서의 사용자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상도 향상 알고리즘 중

초해상도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선형 보간 기법에 비해 수

행 시간은 좀 더 오래 소요되지만 정확도 및 정밀도가 높다

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2차원 영상에서의 초해상도 알고

리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는 Farsiu 등의

연구[3]로 대표되는 복수의 영상을 이용하여 한 장의 영상에

서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복수 영상 기반 초해상도 알고리

즘이고, 두 번째는 Freeman 등의 연구[4], Yang과 Yang의
연구[5]로 대표되는 단일 입력 영상과 딕셔너리에 학습을 통

해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의 해상도를

향상 시키는 단일 영상 기반 초해상도 알고리즘이다. 본 논

문에서는 다수의 영상을 이용하여 한 장의 해상도 향상을

수행하지 않고, light field 영상의 각 보조 영상들 각각의

해상도를 향상 시켜 향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단

일영상 기반 초해상도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표된 단일 영상 기반 초해상

도 알고리즘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Yang과 Yang의 연

구[5]로 대표되는 회귀 기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

행한다. 그 이유는 기존 2차원 영상에 비해 light field 영상

은 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빠른 초해상도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상용 light field 카메라의 단점인 저해

상도 영상 취득을 소프트웨어적 처리로 보완하여 공간영역

해상도 및 각영역 해상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공간영역과

각영역에 공통인 딕셔너리를 사용하여 4차원으로 구성된

두 영역의 해상도 향상을 목표로 하며, 대량의 정보처리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인 수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해상도 향상 알고리즘과 정량적, 정성

적 비교 과정을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평가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제안하는 알

고리즘을 4차원 light field 영상 정보를 재구성하여 패치를

추출하는 과정, 딕셔너리 구성 및 훈련과정, 그리고 복원과

정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제안하

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험 결과를 정성적으로

검증하고, 기존의 알고리즘의 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Light field 영상에서의 초해상도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4차원 light field 영상에서 한 종류의 딕셔너

리를 사용하여 한 번에 공간영역, 각영역으로 해상도를 향상

시킨다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4차원으로 정보처리의 차

원을 확장시킨 초해상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초해상도 알

고리즘을 4차원 light field 영상에 대해 고안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단계를 가지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즉,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light field 영상의 특성에 적합한 4차원

패치의 생성 단계, 취득한 실세계의 light field 영상을 저장하

고 생성된 패치를 바탕으로 훈련하는 딕셔너리의 훈련 단계, 
그리고 입력 영상을 바탕으로 향상된 해상도를 가진 결과 영

상으로 복원해 내는 복원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장에서

는 각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한다.
본 논문에 사용하는 모든 4차원 light field 영상은 마이크

로 렌즈 배열 방식의 상용 light field 카메라를 사용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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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다. 또한 사람이 인지하는 해상도는 밝기 영역에서 가

장 민감하므로 컬러 영상을 밝기 영상으로 변환하여 제안

하는 초해상도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2차원 영상에서 해상도 향상

에 사용하는 딕셔너리의 훈련기법을 기본 바탕으로 구성된

다. 휴대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상용 light field 카메라

는 장비 크기의 제한으로 인해 밀집한 렌즈들의 배열로 이

루어진다. 그로인해 영상을 취득하는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도를

향상하는 과정에 있어 확률이나 수식적인 접근 보다는 비

슷한 환경에서 취득된 데이터로부터 훈련된 정보들을 바탕

으로 이를 복원하는 딕셔너리 훈련기법이 본 논문이 제안

하는 실험환경과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법이라 판단된다.

1. Light Field 영상의 변환

마이크로 렌즈 배열 방식의 상용 light field 카메라에서

는 메인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광선들을 소형 렌즈 배열에

통과시켜 방향 별로 센서의 서로 다른 위치에 기록하므로

그림 1(a)와 같이직접 사용할 수없는 초기 데이터 형태로

영상이 저장된다. 그림 1(a)를 확대하여 보면 작은 마이크

로 영상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 데이터를 실험에 적합하도록좌표계를 변환해주는 과정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Dansereau 등의 연구[6]를 이용

하여 원 데이터를색정보 보정 단계 및 영상에서 빛의 방향

별 분류 단계를 거쳐 직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조

리개 영상(sub-aperture image)들을 생성한다. 이후 4차원

영상의 표현을 위하여 그림 1(b)와 같이 각 부조리개 영상

들을 각영역 별로 정리된 한 영상으로 합쳐 4차원의 light 
field 영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초해상도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 각영역의좌표계는  , 로, 공간영

역의 좌표계는  , 로 표기하기로 한다.

2. 4차원 학습 패치 생성 단계

Light field 영상의 해상도 향상을 위해 딕셔너리 훈련과

복원을 위한 학습 패치의 집합을 생성해야 한다. 각각의 학

습 패치는 훈련 단계 및 복원 단계에 사용될고해상도 패치

와 저해상도 패치의 쌍으로 구성된다. 학습 패치 생성단계

에서는 우선 그림 2와 같이 실세계의 다양한 장면을 취득한

입력영상을 고해상도 light field 영상이라 정의하고 해당

입력영상을 바탕으로 공간영역과 각영역으로 모두 절반씩

해상도를 낮춘저해상도 light field 영상을 생성한다. 본 논

문의 목표는 4차원의 light field 영상의 공간 영역과 각영역

해상도를 모두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패치는 공간영역의 정

보와 각영역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4차원 구조로 생성한다. 
그림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4차원 패치는 고해상도 영상과

저해상도 영상에서 4차원의 고해상도 패치, 저해상도 패치

(a) raw data (b) 4D light field image
그림 1. 상용 light field 카메라(Lytro)에서 취득한 원 데이터 및 부조리개 영상으로의 변환 결과
Fig 1. Light field sub-aperture images generated from the raw data captured by commercial light field camera (Ly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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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쌍으로 생성하게 된다. 이 때 각각의 부조리개 영상에

대해 공간영역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2차원 패치들

의 집합을 생성한다. 또한 향후 복원단계에서 수학적인 연

산이 용이하도록 생성된 패치들은 열벡터 형태로 저장한다.

3. 딕셔너리 학습 단계

상용 light field 카메라로 취득한 실세계의 다양한 영상

을 바탕으로 생성된 4차원 고해상도 패치와 저해상도 패치

를 이용하여 두 패치간의 관련성을 정의 하고 이를 초해상

도 복원 단계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딕셔너리의

구성 및 훈련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때 실세계의 다양한

영상들에 대해 다양한 영상 좌표에서 패치를 생성하므로

매우 방대한 양의 패치가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이용하면

반복적인 패치와 의미 없는 패치 등으로 인하여 속도 및

메모리 사용량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딕셔너리

의 구성 및 훈련 단계에서 K-평균군집화(K-means cluster-
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한 패치들을 한군집으로묶

어 처리하도록 한다. K-평균군집화알고리즘은군집할 데

이터의 양이 작거나 데이터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취득된 다수

의 영상으로 딕셔너리 구성 및 훈련을 수행한다.
딕셔너리 훈련 단계는 그림 3과 같이 구성된다. 실제 취

그림 3. 딕셔너리 훈련 과정
Fig 3. Overview of the dictionary learning procedure

그림 2. 4차원 학습 패치 생성의 흐름도
Fig 2. Overview of 4D training patch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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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4차원 light field 영상(4D light field image)과 취득

영상에서 공간영역, 각영역으로 해상도를 낮춘 저해상도

light field 영상(LR light field image)에서 각각 4차원의 고

해상도 패치(HR patch)와 저해상도 패치(LR patch)들을 추

출하고 각각 열벡터로 표현한다. 이후 저해상도 패치들을

K-평균군집화알고리즘의 입력벡터로 사용하고 반복적인

군집화 연산을 통하여 K개의 군집과 이에 해당하는 중심

벡터(cluster center)들을 찾는다. 또한 각 군집에 속해있는

개의 저해상도 패치벡터들로서 행렬 L (∈ℝ × )를 구

성하고, 마찬가지로 고해상도 패치벡터들로서 행렬 H (∈
ℝ

 × )를 구성한다. 여기서 는 군집의 색인을 의미하며

과 은 각각 고해상도 패치 벡터와 저해상도 패치 벡터

의 차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저해상도 패치 행렬과 고

해상도 패치 행렬의 선형 근사를 수식 (1)과 같이 최소 자승

법으로 수행하여 회귀 계수(regression coefficient) 행렬

C(∈ℝ ×  )를 구한다. 

C   c
argmin∥HCL∥ (1)

이후군집의 중심벡터와 해당중심군집값의 회귀 계수

를 함께 저장하여 딕셔너리(dictionary)를 구성한다. 복원

단계에서 중심 군집 벡터를 이용하여 저해상도 입력 패치

와의 비교를 수행하며, 회귀 계수는 비교 후 고해상도 패치

의 합성을 위해 이용된다.

4. 입력 Light Field 영상의 해상도 향상 단계

딕셔너리를 구성할 때 상용 light field 카메라로 취득한

입력영상에서 공간영역, 각영역으로 해상도를절반씩감소

시키고 저해상도 패치를 생성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는 상용 light field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의 해상도 향상을

목표로 하므로, 학습 단계에서 사용된 해상도와 복원 단계

에서 사용하는 해상도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

에서는 Freedman과 Fattal의 연구[7] 및 Glasner 등의 연구

[8] 등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한 영상에는 같은 특징이라

도 다양한 스케일의 특징이 존재하고 특정 스케일에 대해

저해상도와 고해상도 패치를 학습하더라도 다른 스케일에

대해 이 학습이 여전히유효한 경우가 많다는 추론에 근거

하여 알고리즘을설계하였다. Freedman과 Fattal의 연구[7], 
Glasner 등의 연구[8]에서는 입력영상에서 고해상도 패치를

설정하고 해상도를 축소시킨 저해상도 영상에서 저해상도

패치를 생성한다. 이를 다시 입력영상에 적용하여 각 패치

에 대해 저해상도 패치 중 가장 적합한 패치를 찾아내고

그림 4. 딕셔너리의 해상도와 입력 light field 영상의 해상도 통일을 위한 입력 영상의 영역 분할
Fig 4. Region division of an input light field image to match the image resolution of the dictionary and the inpu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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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고해상도 패치로의 해상도 향상을 유도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전체적인 영상의 해상도를 향

상시킨다. 이와 같은 성질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학습 단계에서는 복

원 단계에서 사용할 영상의 해상도와 다른 해상도에서 학

습을 수행하였으나 이를 직접 복원 단계에도 동일하게 사

용하도록 하며, 실험결과 여전히 고해상도 영상이잘 생성

됨을 확인할 수 있다.

4.1 입력 Light Field 영상의 분할
본 논문에서는 딕셔너리의 고해상도-저해상도설정과 다

른 해상도를 가진 저해상도 light field 영상을 입력 영상으

로 이용하기 때문에 (즉, 입력 영상의 해상도가 딕셔너리의

고해상도와 같음), 딕셔너리의 학습 결과를 입력 영상의 해

상도 향상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 분할을 통해 딕셔너리

의 저해상도와 해상도를 통일하도록 한다. Light field 영상

에 대해서는 4차원에 적합한 분할 과정이 필요하며 본 논문

에서는 그림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공간영역의 각 부조리개

영상에서 해상도를 각 방향으로 절반씩 분할하고 분할한

부조리개 영상의 조각을 각영역에서도절반씩분할하여 딕

셔너리의 저해상도 영상의 크기와 일치하는 16개의 저해상

도 영상으로 입력 영상을 분할한다. 이를 바탕으로 입력 저

해상도 패치를 생성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4.2분할 복원 단계
입력 영상의 분할과정을 통하여 딕셔너리의 저해상도 영

상의 크기와 일치하는 저해상도 영상 16장을 만들었으므로

이제 학습된 딕셔너리를 이용하여 복원과정을 수행할 수 있

다. 복원 단계에서는 분할된 각각의 입력 저해상도 영상에서

4차원 패치벡터를 추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딕셔너리에 저

장되어 있는 중심군집벡터들과의 비교를 통해 최소거리를

가지는중심군집을찾게된다. 이때그군집의색인을 라고

하면, 식 (2)와 같이 중심 군집 벡터와 함께 저장 되어있는

회귀계수인 C와 입력 저해상도 패치벡터인 l의곱셈연

산을 통하여 고해상도 패치인 h로 복원을 수행한다.

h C 
 l (2)

이를 기반으로 입력 저해상도 영상의 모든 패치들에 반

복적으로 식 (2)를 적용하여 전체적인 영상의 해상도를 향

상 시킨다.

4.3 분할된 Light Field 영상으로부터의 해상도 향상 결과

의 병합

본 논문에서는 16장의 분할 영상을 각각 고해상도 영상

으로 복원하고 이를 다시 분할과정의 역순으로 합성하여

최종적으로 공간영역과 각영역 모두에서 향상된 해상도를

     

(a) (b) (c)

그림 5. 영상의가장자리부분에서의 해상도향상결과. (a) 제안하는초해상도알고리즘을적용한초기결과, (b) EPI 영상에서 bicubic 보간기법을적용한
결과, (c)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한 최종 결과
Fig 5. Results of resolution enhancement at the boundary region. (a) Initial results of the proposed algorithm, (b) Result of bicubic interpolation 
on EPI, (c) Final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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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고해상도 light field 영상을생성한다. 이때, 일정크기

의 패치를 기반으로 하는 초해상도 알고리즘의 특성상 그림

5(a)와같이영상의가장자리부분에서화소값의부재로인하

여올바르지못한결과가생성되게된다. 2차원영상을기본으

로하는초해상도알고리즘들은이러한문제를선형보간기법

으로처리하거나가장자리부분을제거하는데, 본논문에서는

분할후복원과정을수행하므로영상의가장자리부분을제거

하는알고리즘을적용할수없다. 그러므로 4차원영상에적합

하게가장자리부분을보완하는새로운후처리알고리즘이필

요하다. 단순한선형 보간기법은공간 영역에서는적용이 가

능하지만 각 영역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입력

light field 영상을    면(plane)의 EPI (epipolar plane 
image)영상으로 변환 후 해당 EPI 영상에서 선형 보간 기법

인 bicubic 보간 기법을 적용하여  면 EPI 영상의 해상

도를 향상시킨다. 그 이후 EPI 영상을 다시 일반적인 light 
field 영상으로 변환한 후  면 EPI 영상의 해상도를 향

상 시키는 동일한 방법으로  면의 EPI 영상의 해상도

를 향상시키고 일반적인 light field 영상으로 복원하여 그

림 5(b)와 같이 선형 보간 기법을 4차원 light field 영상에

적합하도록 적용하고 공간영역 및 각영역으로 해상도를 향

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선형 보간 기법을 이용하

여 생성한 고해상도 light field 영상을 그림 5(c)와 같이 초

해상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한 고해상도 영상의 가장

자리 부분을 보완하여 주는 후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리고 분할 영상들에서 이러한 후처리 알고리즘을 적용

후 분할과정의 역으로 합성하여 완성된 고해상도의 4차원

light field 영상을 얻을 수 있다.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실험은 Intel i7-3770K 3.5GHz CPU와 16G 
RAM을 장착한컴퓨터에서 수행하였고, 실험 영상은 마이크

로 렌즈배열 기반 상용 light field 카메라인 Lytro에서 취득

하였다. 해상도를 향상하기 위한 입력 영상 및 딕셔너리의

고해상도 영상으로 사용하는 4차원 light field 영상의 해상도

는 ×××이다. 또한 입력 영상의 해상도를 절반

으로줄인 저해상도 영상의 해상도는 ×××이다. 
이는 딕셔너리의 저해상도 영상 및 입력 영상에서 분할 단

계를거친후 초해상도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의 영상의 해

상도이다. 

그림 6. 영상의 가장자리 처리를 위한 후처리 알고리즘. Light field 영상을 EPI 영상으로 변환 후 bicubic 보간 기법을 적용한다
Fig 6. Postprocessing algorithm to handle the image boundary. Bicubic interploation is applied after converting the light field image to EPI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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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ytro를 사용하여 취득한 학습 영상
Fig 7. Training dataset captured by Lytro camera

(a) Bicubic 보간 기법

(b) 제안하는 알고리즘

그림 8. 공간영역에서의 상세한 결과 비교
Fig 8. Qualitative comparison in the spati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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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영상은 입력영상의 공간영역 및 각영역으로

해상도가 두 배씩 향상된 ×××이다. 또한

4차원 light field 영상에서 추출하는 고해상도, 저해상도 패

치의 크기는 각각 ××× , ×××이며, 이들

은 각각 × , ×의 열벡터 형태로 표현된다. 또
한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그림 7에 보인 바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한 40장의 4차원 light field 영상에서

200,000개의 패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딕셔너리 학습을

수행한다. K-평균 군집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K의 값은 결

과 영상의 완성도와 수행시간에 영향을주게 되는데, 본 실

험에서는 K의 값을 512로 정한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공간영역에서의 해상도 향상만

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해상도 향상 알고리즘들과 달리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공간영역의 해상도 향상뿐만 아니라 각

영역 해상도의 향상을 수행한다. 각영역 방향으로의 해상

도 향상이없는 기존의 2차원 영상에 대한 해상도 향상 알

(a) (1,2)의 결과 (b) (3,12)의 결과 (c) (10,10)의 결과 (d) (14,6)의 결과 (e) (16,16)의 결과

그림 10. 각영역의 여러 위치에서의 해상도 향상 결과
Fig 10. Results of superresolution at various locations in the angular domain

Algorithm tiger monkey beer can eiffel rhinoceros

PSNR
(dB)

Bicubic 
Interpolation 30.02 29.52 27.63 30.23 28.62

Proposed
Algorithm 30.16 30.94 29.67 31.05 30.93

SSIM

Bicubic 
Interpolation 0.83 0.88 0.87 0.83 0.86

Proposed
Algorithm 0.87 0.90 0.90 0.86 0.87

표.1. 공간영역에서의 해상도 향상 결과
Table 1. Quantitative comparison in the spatial domain



이승재 외 1인 : 4차원 Light Field 영상에서 Dictionary Learning 기반 초해상도 알고리즘   685
(Seung-Jae Lee et al.: Dictionary Learning based Superresolution on 4D Light Field Images)

고리즘들과의 비교는 불가하다. 그리고 본 논문이 제안하

는 실험방법을 통하여 각 영역 방향으로 해상도가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세계 영상을 바탕으로

처리를 하는 기존 알고리즘들을 EPI 영상에서 실험하는 것

에서 역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2차원 영상에

대한 해상도 향상 알고리즘들과의직접적인 비교는불가능

하다. 또한 상용 카메라인 Lytro를 이용하여 입력영상을 취

득하므로 정량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는참값이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정량적 평가는 Lytro로 취득한 입

력영상(×××)을참값으로설정하고 공간영역과

각영역 방향으로 해상도를 낮춘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하여 공간영역에서만 기존 해상도 향상 알

고리즘과의 비교를 수행한다. 한편, 정성적인 평가는 Lytro
로 취득한 영상(×××)을 입력영상으로 해상

도를 향상시킨 결과 영상(×××)을 기존

해상도 향상 알고리즘과 공간영역에서 비교하며 각영역의

해상도에 적절한값이 생성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그림 8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의 bicubic 보간 기법에 비해 보다 선명한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1은 그림 8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에 대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와 SSIM(structural similarity)를 측정한 결과이며, bicubic 
보간 기법에 비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PSNR 기준으로 최

대 2dB정도 향상되며 SSIM 기준으로는 최대 0.4 정도 더

향상된 결과를 생성해 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정성적인 평가를 위하여, 취득한

light field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하여

기존 해상도 향상 기법 중 선형 보간 기법인 bicubic 보간

기법과 단일 영상 기반 초해상도 알고리즘인 Freeman 등의

연구[4]에서 제안된 기법과 공간영역에서 정성적 비교를

수행한다. 그림 9에서 보인 바와 같이 bicubic 보간 기법과

Freeman 등의 연구[4]에 비해 모서리, 텍스처, 문자 영역

등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더 선명한 결과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해상도 향상 기법에서 수행할

수없는 각영역 방향으로의 해상도 향상은 그림 10에서 정

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취득한 영상들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적용 후 복원된 각영역의 여러 위치((1,2), (3,12), 

(10,10), (14,6), (16,16))에서 부조리개 영상이 올바르게 생

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 4차원 light field 카메라의 제한사항

인 낮은 해상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4차원 light field 영상에

적합한 초해상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

즘은 단일 딕셔너리를 사용하여 공간영역, 각영역의 해상

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며, 기존 2차원 영상에 비해 많은 정

보를 가지는 4차원 light field 영상의 해상도 향상을 효과적

으로 처리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단계는 4차원 패치

생성 단계, 딕셔너리 훈련 단계, 입력 영상 복원단계로 구성

되며, 각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간영역과 각영역에서

모두 해상도가 향상된 결과를 생성하였다. 또한 향상된 해

상도를 가진 4차원 light field 결과 영상을 바탕으로 기존

알고리즘들과 정량적 및 정성적인 비교를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평가 및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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